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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연구 배경 목

질병양상의 변천으로 만성질환 리가 주요 보건학 목표가 되면

서,생활습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

다.규칙 인 신체활동이 심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인

식이 확산됨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신체

활동 부족은 체력 하는 물론 각종 생활습 병의 험요인으로 작

용하여 비만,고 압,당뇨병,고지 증,심 질환 등을 증가시킨

다.최근의 여러 건강지표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활동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성인비만율과 에 지 섭취기 을 과하는 인구 비

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 다.신체활동 감소는 모든 집단에서 동

일하게 나타나기보다 성별,연령,소득수 ,심리 요인,거주 지역

의 사회물리 환경 등,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개인이 처한

생태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신체활동 활성화를 해서는 신

체활동 실천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본 연

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주는 개인 수 의 변인과 사회물리 환경 변인을 악하

고,이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 다.

연구 방법

2012년,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정하 다(2012년도 23,028명,2013년도

23,131명).격렬한 신체활동과 등도 신체활동 어도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한 경우인 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신체활동 지표로 사

용하 고,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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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 실천한 경우 는 최근 1주일 동안 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로 정의하 다.개인 수 의

변수에는 성별,연령,사회경제 수 (소득,직업,최종학력),주

건강수 , 재 흡연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지역사회 특성 변수로

는 2012년 조사의 운동장소 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2013년 조사의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를 선정하 다.

개인 수 의 변수와 지역사회 특성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하 다.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

의 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

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성별과 생애주기별로 하 분석을 시행

하 다.통계 분석에는 SPSS(ver.18.0) 로그램을 사용하 고,모

든 통계 결과는 유의확률 0.05미만을 유의하다고 정하 다.

연구 결과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분석한 결과,남자가 여자에 비해

신체활동을 7-8% 가량 많이 하 으며 연령 별로는 50 가 높았고,

30 와 70 이상에서 낮았다.개인의 사회경제 수 (소득,교육수

)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졌으나,직업에 따라서는 일

정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하 다.주 건강수 이 좋을수록 신

체활동을 많이 하 고,매일 흡연하는 경우와 가끔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재 연한 경우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운동장소 근

이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운동 로그램에 참여 경험

이 있는 경우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확연하게 높아졌다.개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

험은 여 히 유의한 향을 미쳤다.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항목

에서는 경조사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이 있는 경우에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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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신체활동 실천을 증가

시켰다.성별 하 분석에서는 여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활동 실천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소득의 향도 훨씬 크게 받았

다. 한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신체활동 실

천으로 이어질 확률도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성인 기(19-44세),

성인기(45-64세),노년기(65세 이상)로 나 어 생애주기별 하 분석

을 시행한 결과,성인기와 노년기에서는 주 건강수 이 매우 유

의한 향을 미쳤다.운동장소 근성은 성인 기와 성인기에,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은 성인기와 노년기에 신체활동 실천에 더 많은

향을 미쳤다.

결론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은 개인 수 의 요인(인구사회학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지역사회 특성(사회물리 환경)이 정 일

수록 실천율이 높아졌다. 한 개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은 여 히 신체활동 실

천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성별 생애주기별 하 분석에서는 각

변수들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력이 하 집단 간에 서로 달라짐

을 확인하 다.본 연구를 토 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해서는 생애

주기별 특성화된 교육 운동 로그램 개발,학교 사업장 심

의 신체활동 독려,지역사회 운동시설(공원 체육시설,걷기 코스)확

충 시설에 한 근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신체활동,지역사회 특성,사회물리 환경,운동장

소 근성,운동 로그램,생애주기

학번:2010-2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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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

질병양상의 변천(epidemiologictransition)이 압축되어 나타난 우

리나라는 Olshansky& Ault(1986)가 제시한 변천의 네 번째 단계인

‘퇴행성 질환이 지연된 시 (The age ofdelayed degenerative

diseases)’로 이미 어들었다(이서용 & 이정환,2011).이러한 변천

이 지닌 보건학 함의는 주요 사인이 염성 질환에서 비 염성

질환으로 바 ,아동 는 아사망률보다 성인 노인사망률이

더 요하게 부각되는 ,사망률보다 이환율이 체 인구의 건강수

을 잘 반 한다는 ,질병의 이환-진단-치료 간의 계가 복잡하

고 장기간의 리를 요한다는 등을 들 수 있다(이태진 등,2002).

최근의 질병구조가 변화하는 속도나 규모를 감안할 때,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커다란 사회경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한정된 자원

의 효율 사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오인환 등(2011)은

「한국인의 질병부담」 연구를 통해 고 압,당뇨병,암,심 질환,

뇌 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우리나라 질병부담의 부분을 차지한

다고 밝혔다. 한 2011년 12월 29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 자료

에서도 고 압 당뇨병으로 인한 진료비가 체 건강보험 재정의

1,2 를 차지하고 있으며,50 성인의 68.7%,60 의 83.7%,70

이상의 91.3%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욱이 2010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향후 의료

비가 가장 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지목되는 등,만성

질환 리의 필요성이 곧 제기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통제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 발병 자체를 방하는 것이 요하다.‘생활습 병(lifestyle

diseases)’의 개념은 암,심·뇌 질환,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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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원인 생활습 의 기여도가 약 60%에 이른다는 을 근거

로,생활습 의 개선을 통해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일차 방과 련된다(강진경,2003).만성질환의 발병과 련된

표 인 생활습 에는 흡연,음주,식습 ,신체활동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정책 방향 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과거

염병 리와 가족계획사업 주로 운 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사

회 건강 리의 심 기 으로 육성하기 해 1995년 보건소법을 ‘지

역보건법’으로 면 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 다.이러한

법 ·행정 기반 하에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

며,2005년에는 건강증진사업의 추 수행기 인 보건소를 심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국으로 확 되었다(한숙정,2015). 재 통합

건강증진사업 형태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시행 에 있

으며, 연, 주,신체활동증진,올바른 식습 형성 등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 험요인을 규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후 리를 통한 만성질환 리의 방

사업을 개하고 있다(김 복,2014).

그러나 이처럼 국내에서 건강증진의 요성이 강조된 지 20여년

이 흘 지만,건강증진 만성질환 리가 히 달성되었다고 보

기는 힘든 상황이다.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를 시계열 으로 분석해

보면 고 압,당뇨병,비만 유병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행태 지표 한,정체(흡연,음주)되거나 오히려 악화(식습 ,신

체활동)되는 양상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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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

(※출처:국민건강 양조사)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에 지 소비를 통한 신체의 모든 움직임

을 말한다(CDC,1996).신체활동 부족은 체력을 하시키고 각종 생

활습 병의 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비만,고 압,당뇨병,고지 증,

심 질환 등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김원기,2012).한국보건사회연

구원(2006)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과제로 선정된 질환

의 질병비용 분석을 통해 건강 험요인 기여도를 계산하 는데,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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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12%,음주 8.58%,체 (과체 비만)6.63%,신체활동 부족

3.75%, 기오염 3.59% 순이었다.신체활동 부족이 체 과 한

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흡연과 음주에 비견되는 기여도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규칙 인 신체활동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방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신체활동 권장 지침을 발

표하 다(WHO,2010;USDHHS,2008).우리나라도 2013년 보건복

지부에서 ‘한국인을 한 신체활동 지침’을 제정하여 건강증진을

한 신체활동량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13).

하지만 최근의 각종 지표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활동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청소년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걷기 실천율은 2008년 46.9%에서 2012년 39.4%

로,유산소 신체활동( 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2008년 41.5%에서

2012년 30.6%로 감소하는 추세이며,근력 운동은 2008년 20.9%에서

2012년 22.4%로 큰 변화가 없었다.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 운동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2008년 12.4%에서 2012년 11.8%로 비슷하

다.참고로 미국은 2012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9.5%,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20.2%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았다(김소연,2014).

신체활동 부족 상을 해결하고 신체활동 참여를 지속 으로 유

도하기 해서는 신체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주요한 건강행태 하나인 신체활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따라서 신체활동의 실천을

진하기 해서는 행동의 개인 ,사회 ,환경 요인들을 포함하는

포 에서 신체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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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 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물

질 풍요를 리게 되었지만,일상생활의 자동화 좌업생활에 의

한 신체활동 부족,에 지의 과잉섭취 등으로 인해 건강을 받고

있다(김원기,2012).신체활동의 감소는 모든 인구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민

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연령이 낮을수록,동

지역이 읍면지역보다,소득수 이 높을수록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

운동의 실천율이 높았다. 한 여러 신체활동 유형의 연도별 추이

역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변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표 지역건강통계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시군구별 신체활동 실천율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서울시는 걷기 실천율에서 최상 권에 치하고 있는 반면,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거의 최하 권에 머물고 있다(그림 2).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소득, 심 등의

개인 수 의 특성을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사회 환경

혹은 지역사회 특성 한 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컨 학교라는 환경에 많은 향을 받는 청소

년,직장 문화에 노출 정도가 높은 성인,활동 범 가 주로 지역사

회에 한정된 노인은 각각의 사회물리 환경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

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심으로 가족 기반의 사회 지지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한 재법이 제시되고 있다.여기에는 신

체활동을 진하기 한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사회 환경의 변

화,학교 기반의 신체활동 방법 등이 구체 으로 포함되어 있다.다

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사회 환경이 신체활동 실천에

유의한 인과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cNeilletal.,2006).



- 6 -

<그림 2>2009-2013년 시군구별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출처: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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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효과 인 책을 마

련하기 해서는 분석 상을 동질 인 집단이 아니라,개인의 인

구·생물학 특징과 생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

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특히 신체활동은 개인의 신체 능력,직업

군,건강상태에 따라 그 실천 동기와 방해 요인이 달라지므로 성별

생애주기별 근이 필수 이다. 한 신체활동에 향을 주는 지

역사회의 사회물리 환경에 한 심도 요구된다.

지 까지 신체활동 실천과 련된 국내 연구 사업의 은

주로 개인 수 의 요인에만 머물러 있었다.즉,신체활동의 실천

동기를 부분 개인 특성으로 간주하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역

시 개인의 역량 증 에 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인주

의 근의 신체활동 증진 략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 요건

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에서 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향력을 과소 혹은 과 평가 할 수 있다(Sallisetal.,1987).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신체

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은 보건학 으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며,건강증진사업 정책 수립의 출발 이라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최하 권

인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개인 수 의 변

인과 지역사회 수 (사회물리 환경)의 변인을 분석하여,서울 시

민의 신체활동을 진하기 한 정책 개입의 지 을 탐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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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목

본 연구는 개인의 신체활동이 개인 수 과 사회·환경 수 의

상호 련성에 의해 측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서울 시민

의 신체활동 실천과 련된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신체활동 실천

에 향을 미치는 개인 수 의 변인과 지역사회 수 의 변인을

확인하고,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개인의 역량 증 외에 사

회물리 환경 한 고려해야 됨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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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신체활동의 개념과 효용

1)신체활동의 개념

신체활동이란 골격근 수축으로 에 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신체의

움직임으로,넓은 범 에서 운동과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 에 발생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한다.운동은

과거에 신체활동과 동의어로 쓰 으나 최근에는 ‘체력유지 향상

을 목 으로 계획 으로 짜여진 반복 이고 의도 인 신체활동’으로

정의되며,운동에 경쟁의 요소가 포함될 때 스포츠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 인 분류법이다(보건복지부,2014).

1990년도 이 까지는 주로 체력 향상을 한 신체활동이 심의

상이었다.하지만 1990년 미국스포츠의학회(ACSM,1990)에

서 등도의 신체활동이 체력 향상과 무 하게 건강상의 이 을

다고 인정하 고,미국심장학회(AHA,1992)가 신체활동 부족을

상동맥질환의 4번째 험 인자로 발표하면서 신체활동에 한 보건

학 패러다임이 환을 맞게 되었다.즉,과거에는 격렬한 신체활

동을 통한 심폐체력 향상을 신체활동의 주요 효과로 여겼던 반면,

이제는 등도 신체활동을 건강증진의 효과 인 재 방안으로 인

식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만성질환 방을

한 등도 신체활동 실천 권고안들이 구체 으로 제시되기 시작

하 고(NIH,1995),미국의 SurgeonGeneral'sReport(USDHHS,

1996)에서 만성질환 방을 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등도 이

상의 신체활동을 주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 실천해야 된다”라고

언 하여,여러 국가들의 신체활동 지침에 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신체활동 지침에 한 최 의 연구로,양윤 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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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등도 강도는 하루 30분 이상,주당 5일 이상(건강유지 증

진),격렬한 강도는 1회 20분 이상,주당 3일 이상(체력향상)”을 성

인의 신체활동 지침으로 제시하 다.이러한 기 은 미국 Healthy

people2000(USDHHS,1990)의 신체활동 강도별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국민건강 양조사,지역사회건강조사,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의 신체활동 지표와도 동일하다.

2)신체활동의 효용

최근 규칙 인 신체활동이 인간의 신체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증 되면서 신체활동 참여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미국스포츠의학회(ACSM)에 따르면 비활동

인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질병의 발생 험을 크게 일 수 있으며,일주일에 3-5일의

활발한 유산소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규

칙 인 신체활동은 상동맥질환,고 압,비만,제2형 당뇨병 각

종 암의 발생을 낮추며,더불어 정 체 을 유지하고 ,근육을

단련시킨다(USDHHS,2008).

한 규칙 인 신체활동은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불안이나 우울

감을 여주고(Penedo& Dahn,2005),자신감,자아존 감,인지기

능 등을 향상시킨다(김귀 등,2000).자아존 감은 구체 과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아효능감과 연결되며,

이는 일상생활을 가치있게 하는데 있어 요한 요인이다.높은

자아존 감은 독립성,학업성취도,업무 수행능력, 인 계 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ylie,1989).세계보건기구

와 미국질병통제 방센터(CDC)가 제시한 신체활동의 건강증진효과

를 <표 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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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1)

- 상동맥질환의 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임

-식이조 과 함께 과체 비만을 감소시킴

- 년 이후 제2형 당뇨병의 험요인을 감소시킴

-각종 암 유병률의 감소에 향을 미치며,특히 장암과 유

방암의 방에 효과 임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의 방 요인인 근력,유연성을 증가시

켜 근골격계 련 건강을 향상시킴

-우울,스트 스,불안 등과 같이 심리·사회 인 건강 험요

인을 감소시킴

CDC2)

-체 조 에 도움이 됨

-심 질환의 험요인을 감소시킴

-당뇨병 사증후군의 험요인을 감소시킴

-각종 암의 험요인을 감소시킴

- 와 근육을 강화시킴

-기분 정신건강을 증진시킴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증진시키고,낙상을 방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1>신체활동의 건강증진효과

1)WHO,GlobalstrategyonDiet,PhysicalActivityandHealth,2013

2)CDC,Physicalactivityandhealth,2011

(※출처:보건복지부,「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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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 으로 성인의 신체활동은 인구사회학 요인(성별,연령,소

득,교육수 ,직업 등),개인의 사회심리학 요인(육체 활동에

한 태도,자기효능감,자기통제 능력,신체활동에 한 인지된 이

득과 장애,즐거움 등),사회문화 변수(가족,동료,선생님,보건의

료제공자 등으로부터의 사회 지지,활동 인 역할모델의 존재 등),

지역사회의 환경 정책요인(신체활동을 한 공간,교통정책,도시

계획 등)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길용 등,2009).과거

에는 주로 동기나 신념 등의 개인 측면에서 신체활동의 결정요인

을 해석하 지만 최근에는 개인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물리

환경이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개인 수 의 변수와 신체활동

개인 수 의 요인은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심리 요인처럼

개인의 행동에 향을 수 있는 변수를 말한다.인구사회학 특

성에는 성별,연령,사회경제 지 등이 포함된다.유아기에는 신

체활동 수 에 있어 뚜렷한 성차를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성인,노

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강도와 간 강도의 운동에 참여하

는 비율이 높았다(Cerin& Leslie,2008).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

체활동 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사회심리 인 역동성

신체능력의 하가 신체활동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Ainworth

etal.,2003).

교육수 도 신체활동 실천의 요한 측인자로서 신체활동과

정 인 계가 있다.USDHHS(2000)에 따르면,9학년 이하의 교육

수 을 가진 25세 이상 성인은 6%만이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

으나 학교 이상의 교육수 을 가진 경우에는 참여율이 32%에 이

르 다.소득 한 건강행동과 한 련이 있는데,소득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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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람은 유병률이 높고 음주,흡연과 같은 건강 험행 를 즐기

는 반면,고소득자일수록 규칙 인 건강증진행 를 하며 방활동에

심을 갖는다(Pampeletal.,2010).교육수 이 높은 여성은 은

시 에 운동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어드는데,소득

수 이 높을수록 운동을 지속 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Grzywacz&

Marks,2001).사회경제 지 가 낮은 남성의 경우 걷기나 집안일

과 련한 신체활동이 많은 반면,사회경제 지 가 높은 남성은

여가와 련한 신체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개인의 사회

경제 수 에 따라 신체활동의 양 ,질 측면 모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Fordetal.,1991).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인경,2009),교육수 과 경제 지 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심 빈 등,2009).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학생의 규칙

인 운동 실천율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민 등,2011),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요인이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이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다(박창범,2011).

한편,개인의 심리 변인도 신체활동 실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리 변인에는 자기효능감,인지된 민감성/

심각성/이득/장애,태도,동기 등이 포함되는데,이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측력을 보이고 있다(김

호,2004).USDHHS(1996)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효능감,운

동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건강에 한 인지된 민감성 등은

건강증진행 를 증가시켰다.Grzywacz& Marks(2001)도 환경

요인을 보정한 후에 건강에 한 인지된 심각성,자기효능감,운동

효과에 한 믿음이 클수록 규칙 인 운동을 더욱 하게 된다고 밝

혔고,자기효능감 향상 로그램을 실시하면 건강행 를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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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물리 환경과 신체활동

2005년 미국의 교통 연구 원회(TransportationResearchBoard)

에서는 신체활동의 결정요인을 태도,취향,동기,기술 등과 같은 ‘개

인 특성’,토지의 이용형태,교통 체계 등과 같은 물리 환경을

포함하는 ‘조성 환경(builtenvironment)’,사회 가치와 공공정책,

경제 시장원리 등의 ‘사회 환경’으로 구분한 바 있다.김 호 등

(2014)은 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물리 환경으로 날씨,운동시

설의 공간 근 용이성,운동시설의 편리성,운동시설의 가정 비

치,운동시설 주변의 안 성,이웃의 사회경제 지 등을 제시하

다.Frank(2006)는 걷기가 가능하도록 조성된 환경이 사람들을 일

상에서 더 많이 걷게 만든다고 하 고,McNeil등(2006)은 소득 증

가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가 운동시설과 공원에 한 근성을

높여 여가시간을 이용한 신체활동을 진한다고 보고하 다.

한편,지역사회의 안 성 쾌 함이 신체활동을 진하는 요

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는데,Giles-Corti& Donovan(2003)은 운

동장소 근성뿐만 아니라 운동장소와 거주지가 안 하고 쾌 한

경우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한 자극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 다.Bennett등(2007)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가 걷기에

안 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었으며,지역사회의 안 성이 실외

신체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Booth등(2000)은 호주의 6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환경에 한

인식과 신체활동의 계를 검증하 다.노인들에게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 운동 기구의 양,집 주변을 걸을 때의 안 성,지역사회의 운

동시설(주민체육센터,자 거 용도로,수 장 등)에 한 근성

등을 질문한 결과,운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은 그 지 않은 노인들

에 비해서 지역사회의 운동시설에 한 근성이 높다고 인식하

으며,산책길이 안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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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 자본과 신체활동

가족,친구,운동 문가로부터 신체활동과 련된 사회 지지를

제공받는 경우에 신체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회

지지에는 신체활동을 함께 실천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물질

지지’,신체활동 실천을 격려하거나 신체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정서

지지’,신체활동과 련된 조언을 해주는 ‘정보 지지’,신체활동

실천에 해 정 인 평가를 해주는 ‘평가 지지’가 포함된다

(Sallisetal.,1987).

Mummery등(2008)은 호주 퀸즈랜드의 성인을 상으로 낮은 수

의 사회 자본(사회 네트워크,사회 지지,사회 참여)이 낮

은 수 의 신체활동과 련됨을 밝혔다. 한 Kim & Kawachi

(2007)는 미국에서 사회 자본(정치참여,시민참여,비공식 사회

참여,신뢰수 )이 높은 주(州)일수록 건강수 이 높아지는 인과

계가 존재한다고 하 다.국내에서도 경기도 K시 주민을 상으

로 교육수 과 경제 지 를 통제한 후에 사회 자본이 신체활동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활발한 모임 참여 횟수,네트워크,

높은 연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길용 등,2009).

김원기(2012)는 「 학생의 개인 ,사회 ,환경 요인과 여가시

간 신체활동과의 계」에서,사회 요인인 스포츠 련 동아리 가

입 여부와 교우 계가 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학생활에서 친구나 선후배와의 돈독한 계는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와 사회 지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체활동 참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최명애 등

(2008)은 「 년 여성의 운동행 ,운동환경 사회 지지에 한

연구」에서,주변에 산책길이나 등산로 등의 걸을 수 있는 길이 있

고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트 가 있으며 운동과 련된 사회

지지를 많이 받는 년 여성들이 운동행 를 많이 하게 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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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김길용 등(2009)은 사회 자본이 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기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첫째,사회 자본은 사회 계를 통

해 신체활동의 필요성과 이득,신체활동을 한 모임이나 장소 등에

한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해 다.둘째,사회 자본을 통한 지

역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한 동과 집합 행동은 건강문

제 해결에 정 인 향을 미친다.셋째,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와 연 는 신체활동을 진하는 사회 지지를 활성화하고,역

할모델에 한 순응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넷째,사회

자본의 요소인 규범을 수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신체활

동 활성화 정책이나 지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신체활동과 사회생태 근

Bronfenbrener(1979)는 개인의 행동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에 기 하여 사회생태 모형을 제시하 다.이

는 ‘환경에 한 개인의 응’과 ‘환경의 향’을 동시에 분석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생물과 무생물의 환경으로 구성되는 상

호작용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사회생태 모형

은 포 인 에서 신체활동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설명하는

개념 틀에 용할 수 있으며(조정환 & 송 주,2003),인간과 환경

을 아우르는 사회 맥락에서 각각의 특성을 악하고 바람직한 건

강행 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신체활동에 한 통합 근이 가능

하다(김 호 등,2014). 한 이러한 사회생태 근은 신체활동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재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음

을 내포하고 있다(김윤정 등,2008).

사회생태 에서 신체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개

인 ,사회환경 ,물리환경 변인으로 나 수 있다.개인 요인

에는 자기효능감,태도,믿음,동기 등의 개인의 심리 특성과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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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사회경제 지 등이 포함된다.사회환경 요인은 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주는 사회 연결망,문화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족 는 친구의 지지,사회 규범,지역사회의 경제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물리환경 요인에는 운동시설의 근성,운

동시설의 편리성,주변 안 성 등이 포함된다(김 호 등,2014).

McNeill등(2006)은 신체활동에 한 사회생태 모형의 하 변인

들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물리 환경에 한 지각과 자기효능감

은 직 으로 신체활동에 향을 미쳤고,사회 변인(사회 지

지)과 환경 변인(운동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심리 변인(동기,자

기효능감)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

진 & 김 호(2011)는 서울시 S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사회생태 모형의 구성요인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그 결과 자기효능감,운동 이득의 지각,가족의 지지,물

리환경 변인(운동시설 는 장소의 양 성,운동시설의 근

용이성, 한 신체활동 기회의 제공)이 각 신체활동 단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이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8 -

Ⅲ.연구 방법

1.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은 개인 수 의 요인(인구사회학

요인)과 지역사회 특성(사회물리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신체활동에 향을 미치는 개인 수 의 요인을 통제한 후에

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여 히 존재하는가?<그림 3>의

연구 모형을 토 로,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다.

가설 1.

개인 수 의 요인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2.

개인 수 의 요인인,사회경제 수 (소득,직업,최종학력)과

주 건강수 이 높고,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지역사회 특성인,운동장소 근성이 용이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운동 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고,지역사회 사회물리

환경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가설 3의 지역사회 특성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은 가설

1,2의 개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여 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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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연구의 모형

-성별,연령

-소득,직업,최종학력

-주 건강수

- 재 흡연 여부

-운동장소 근성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신체활동 실천

( 등도 이상 신체활동)

개인 수 의 변수

지역사회 특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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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12년과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수 을 평

가하기 해 2008년도부터 매년 동일 조사체계로 실시되는 조사로,

기 자치단체별 략 900여명(만 19세 이상,보건소 할 지역에 거

주)을 가구 방문하여 건강행태 등에 한 설문 문항 258개를 조사하

고 있다.주민등록인구 수를 기 으로 동/읍면 내 주택유형(아 트,

일반주택)별 1차 추출단 인 통·반/리 표본지 을 확률비례추출법으

로 추출하고,표본지 당 평균 5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표본가구

로 선정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2012년과 2013년에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 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결과를 추출하여 연구 자료로 정하 다.두

개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2010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

사가 순환조사체계를 도입하 기 때문이다.순환조사체계는 산출지

표의 활용도 사회 심 등을 고려하여 조사문항 산출지표

의 주기를 1년,2년,4년으로 구분한(순환주기 총 4년)방식을 의미

한다.기본 인 인구사회학 변수들과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여부

에 해서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지역사회의 사회물리 환

경 만족도에 한 문항은 홀수년도에,운동장소 근성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 하는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은 짝수년도에 조사되었

다.따라서 상기 변수들을 모두 반 하기 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원

시자료가 공개된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를

이용하 다.

2012년도 자료는 서울 시민 응답자 23,062명 가운데 신체활동 유

형별 실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4명(모든 항목 무응답 5명,격렬

한 신체활동 는 등도 신체활동 무응답 18명,걷기 무응답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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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총 23,028명을 분석하 다.2013년도 자료는 23,139명 가

운데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8명(모든 항목에

무응답 1명,격렬한 신체활동 무응답 1명,걷기 무응답 6명)을 제외

한 총 23,131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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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변수의 설정

1)신체활동의 측정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신체활동 역을 격렬한 신체활동, 등

도 신체활동,걷기 등으로 나 어 조사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항 내

용과 실천 여부를 정하는 기 은 다음과 같다.

격렬한 신체활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

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했던 날은 며칠입

니까?”,“이러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

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며,격렬한 신체활동의 시로 ‘달리기

(조깅),등산,빠른 속도로 자 거 타기,빠른 수 ,축구,농구, 넘

기,스쿼시,단식테니스,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체

육활동’을 제시하고 있다.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의 기 은 최근 1주

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주 3일 이상 실천한 경

우로 정의하고 있다.

등도 신체활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 힘들거

나 숨이 약간 가쁜 등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했던 날은 며칠입

니까(단,걷기는 제외합니다)?”,“이러한 등도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등도 신체

활동의 시로 ‘천천히 하는 수 ,복식테니스,배구,배드민턴,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체육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기 은 최근 1주일 동안 등도 신체활동

을 1일 30분 이상,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걷기는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어도 10분 이상 걸었던 날은

며칠입니까?”,“이러한 날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출퇴근 는 등하교,이동 운동을 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답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고 있다.걷기 실천의 기

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일 30분 이상,주 5일 이상 실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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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도 이상 신체활동(격렬한 신체활동과 등도

신체활동 어도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한 경우)’을 신체활동의 지

표로 이용하 는데,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첫째,격

렬한 신체활동의 정의인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신체

활동과 등도 신체활동의 정의인 ‘몸이 조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신체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컨 복식테

니스,배드민턴,탁구 등은 숨이 가빠지고 땀도 많이 흘리지만 지역

사회건강조사에서는 등도 신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따라서 조

사 상자가 격렬한 신체활동과 등도 신체활동을 혼재해서 응답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걷기 조사 문항에서 ‘출퇴근 는 등하교,이동을 해 걷는

경우’와 ‘운동을 해 걷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두 가

지 형태는 신체 움직임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의도의 자발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본 연구가 건강 유지

증진을 한 자발 신체활동 실천에 을 맞추고 있다는 에서,

두 가지 형태의 걷기가 동시에 측정된 걷기 실천 여부를 신체활동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단하 다.

2)개인 수 의 설명변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개인 수 의 변수는 문헌고찰

을 바탕으로 선정된 변수 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서 수집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하 다.사용된 변수는 성별,연령,사회경제

수 (소득,직업,최종학력),주 건강수 , 재 흡연 여부 등

이었다.성별과 연령은 성별/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실천 여부를 확인

하기 해 포함하 다.연령은 ‘10세 단 ’로 나 어 분석하 고,필

요시 ‘성인 기(19-44세)’,‘성인기(45-64세)’,‘노년기(65세 이상)’의

생애주기별 분석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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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업,최종학력 등의 개인의 사회경제 수 은 건강행 ,

건강에 한 지식 등과 련되어 있다.소득은 월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 월가구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200-300만원 미만’,‘300-400만원 미만’,‘500만

원 이상’으로 분류하 다.직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내용을 그 로

반 하여 ‘리자’,‘문가 련 종사자’,‘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매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군인(직업군인)’,‘학생/재수생’,‘주부’,‘무직’등으로 분류하 다.최

종학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무학’,‘서당/한학’,‘등학교’,‘학교’

를 ‘학교 이하’로,‘2년/3년제 학’,‘4년제 학’을 ‘2-4년제 학’

으로 묶어서,‘학교 이하’,‘고등학교’,‘2-4년제 학’,‘학원 이상’

의 네 가지로 분류하 다.

주 건강수 은 기존 연구에서 의학 인 건강 수 과 매우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조사 당시의 건강상태를 반

하기 해 연구에 포함하 다.주 건강수 은 ‘매우 나쁨’,‘나

쁨’,‘보통’,‘좋음’,‘매우 좋음’등의 5단계로 구별하 다.마지막으로

재 흡연 여부는 개인의 건강행 실천 인식수 을 반 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매일 피움’,‘가끔 피움’,‘과거에는 피웠으나

재 피우지 않음’으로 나 었고,지 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

비)미만의 담배를 피운 경우는 ‘비흡연’으로 간주하 다.

3)지역사회 특성의 설명변수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

까?’라는 문항을 통해 ‘매우 어려웠다’,‘어려운 편이었다’,‘쉬운 편이

었다’,‘매우 쉬웠다’의 척도로 운동장소 근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보건소,



- 25 -

구청,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운동 로그램에 참여해

본 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아니오’로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을 확인하 다.201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동네의

사회물리 환경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 7가지 항목을 질

문하 는데,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지역사회의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평가 항목

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 □ 아니오

②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이 있다
□ □ 아니오

③ 우리 동네의 반 안 수 (자연재해,교통사고,

농작업 사고,범죄)에 해 만족한다
□ □ 아니오

④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공기질,수질 등)에 해

만족한다
□ □ 아니오

⑤ 우리 동네의 생활환경( 기,상하수도,쓰 기 수거,

스포츠시설 등)에 해 만족한다
□ □ 아니오

⑥ 우리 동네의 교통 여건(버스,택시,지하철,

기차 등)에 해 만족한다
□ □ 아니오

⑦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스 여건(보건소,병의원,

한방병의원,약국 등)에 해 만족한다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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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방법

우선 2012년과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 서울 거주자

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여부를 빈도 백

분율로 제시하 다.다음으로 성별,연령,사회경제 수 (소득,직

업,최종학력),주 건강수 , 재 흡연 여부 등의 개인 수

의 변수가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각각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 다.상기 개인

수 의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다른 변수들의 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력을 교차비(OddsRatio;OR)와 유의확률(p-value)로

제시하 다.

지역사회 특성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에 앞

서 2012년과 2013년 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율을 통

해 지역 간 변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 다.2012년 조사에서 수

집된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등도 이상 신

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각각 교차분석 카

이제곱 검정을 시행하 고,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비와 유

의확률을 계산하 다.개인 수 의 변수의 향을 보정한 후에 지

역사회 특성이 개인의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개인 수 의 변수,운동장소 근성,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을 모두 설명변수로 넣고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 다.개인 수 의 변수를 통제하기 의 결과와 비교하여 지역

사회 특성 변수의 교차비와 유의확률 변화를 확인하 다.

지역사회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로 2013년 조사에서 수집

된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7가지 항목에 해서는 요인 분석을 통

해 소수의 요인으로 분류하 다.이들이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우선 7가지 항목 각각에 해 교

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 고,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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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비와 유의확률을 계산하 다.이후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개인

수 의 변수와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7개 문항을 모두 설명변

수로 넣고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개인 수 의 변수

를 보정한 후의 교차비 유의확률 변화를 확인하 다.

주요 인구학 변수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이 달라

지는가를 확인하기 해 2012년 자료를 통하여 개인 수 의 변수

와 지역사회 특성의 변수(운동장소 근성,운동 로그램 참여 경

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성별과 생애주기별로 하 분

석하 다.성별과 생애주기별로 하 집단을 나 어 개인 수 의

변수와 지역사회 특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여 하 집단별 교차비 유의확률을 비교하 다.

범주형 변수로 측정된 경우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통계분석은 SPSSver.18.0forwindows 로

그램을 이용하 고,모든 통계 결과는 유의확률 0.05미만을 유의하

다고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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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인구사회학 특성과 신체활동 황

1)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서울 시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남자 44.0%,여자 56.0%로 여자의 분율이

12.0% 많았다.연령별로는 40 (20.9%),30 (20.5%),50 (19.0%)

순이었고,다음으로 10 (15.6%),60 (13.8%),70 이상(10.3%)의

분포를 보 다.월가구균등화소득은 100-200만원 미만(32.7%)과

200-300만원 미만(29.0%)인 경우가 많았고,100만원 미만(18.2%),

300-400만원 미만(9.4%),400-500만원(5.5%),500만원 이상(5.1%)의

순서 다.최종학력 기 의 교육수 은 2-4년제 학교가 44.5%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27.7%, 학교 이하 21.2%, 학원 이상

6.7% 등이었다.주 건강수 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한 경우가

42.7%,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경우가 14.4% 다. 재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17.9%가 매일 피움,2.0%가 가끔 피움으로 응

답하여 략 20% 수 의 재 흡연율을 보 고,과거에는 피웠으나

재 연한 경우는 15.2% 다.이 밖에 2012년도 연구 상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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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성별

남자 10,125 44.0

최종

학력

학교 이하 4,854 21.2

여자 12,903 56.0 고등학교 6,347 27.7

연령

19-29세
3,584

15.6 2-4년제 학교 10,212 44.5

30-39세 4,727 20.5 학원 이상 1,536 6.7

40-49세 4,805 20.9

혼인

상태

기혼(동거) 79
65.4

50-59세 4,368 19.0 기혼(비동거) 499
2.2

60-69세 3,170 13.8 사별 1,618
7.0

70세 이상 2,374 10.3 이혼 740
3.2

월가구

균등화

소득1)

100만원 미만
3,858 18.2

미혼 5,114
22.2

100-200만원 미만 6,934
32.7

주

건강

수

매우 나쁨 644 2.8

200-300만원 미만 6,144
29.0

나쁨 2,680 11.6

300-400만원 미만 1,998
9.4

보통 9,867 42.8

400-500만원 미만 1,164
5.5

좋음 8,410 36.5

500만원 이상 1,088
5.1

매우 좋음
1,426

6.2

직업

리자
641 2.8

재

흡연

여부

매일 피움
4,133

17.9

문가 3,339
14.5

가끔 피움 460 2.0

사무종사자 2,931
12.7

재 연 3,493 15.2

서비스종사자 1,493
6.5

비흡연2) 14,940 64.9

매종사자 1,857
8.1 합계

23,028

농림어업종사자 41
0.2

기능원 1,246
5.4

장치,기계조작자 740
3.2

단순노무종사자 1,692
7.4

군인(직업군인) 51
0.2

학생/재수생 1,136
4.9

주부 5,090
22.1

무직 2,736
11.9

<표 3>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2012년도)

1)월가구소득/가구원수 2)평생 흡연량이 5갑(100개비)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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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구 상인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서울

시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정리하

다.성별은 남자 44.2%,여자 55.8%로 역시 여자의 분율이 11.6%

많았다.연령별로는 40 (20.2%),30 (19.4%),50 (19.2%)가 많았

고,다음으로 10 (16.5%),60 (13.5%),70 이상(11.1%)순이었다.

월가구균등화소득은 년도와 비슷하게 60% 이상이 100-200만원

미만(31.4%)혹은 200-300만원 미만(29.6%)에 속하 고,100만원 미

만(16.5%),300-400만원 미만(10.2%),400-500만원(6.4%),500만원

이상(5.9%)의 순서를 보 다.최종학력은 2-4년제 학교인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27.2%, 학교 이하 20.5%, 학원

이상 7.0% 등이었다.주 건강수 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한

경우가 42.4%,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경우가 14.0% 다.흡

연 여부는 매일 피움,가끔 피움,과거에는 피웠으나 재 연인

경우가 각각 17.4%,2.0%,15.5%의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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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성별

남자 10,228 44.2

최종

학력

학교 이하
4,741 20.5

여자 12,903 55.8 고등학교
6,275 27.2

연령

19-29세 3,828 16.5 2-4년제 학교
10,451 45.3

30-39세 4,493 19.4 학원 이상
1,615 7.0

40-49세 4,684 20.2

혼인

상태

기혼(동거) 14,747
63.8

50-59세 4,438 19.2 기혼(비동거) 541
2.3

60-69세 3,113 13.5 사별 1,597
6.9

70세 이상 2,575 11.1 이혼 774
3.3

월가구

균등화

소득1)

100만원 미만 3,410
16.5

미혼 5,456
23.6

100-200만원 미만 6,488
31.4

주

건강

수

매우 나쁨 582 2.5

200-300만원 미만 6,112
29.6

나쁨 2,651 11.5

300-400만원 미만 2,113
10.2

보통 10,100 43.7

400-500만원 미만 1,313
6.4

좋음 8,344 36.1

500만원 이상 1,221
5.9

매우 좋음 1,454 6.3

직업

리자 488
2.1

재

흡연

여부

매일 피움 4,020 17.4

문가 3,520
15.2

가끔 피움 452 2.0

사무종사자 3,027
13.1

재 연 3,596 15.5

서비스종사자 1,559
6.7

비흡연2) 15,060 65.1

매종사자 1,874
8.1 합계

23,131

농림어업종사자 34
0.1

기능원 1,113
4.8

장치,기계조작자 778
3.4

단순노무종사자 1,702
7.4

군인(직업군인) 29
0.1

학생/재수생 1,154
5.0

주부 5,057
21.9

무직 2,770
12.0

<표 4>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2013년도)

1)월가구소득/가구원수 2)평생 흡연량이 5갑(100개비)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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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013년도

명 % 명 %

격렬한 신체활동 여부　

아니오
20,414

88.6 19,856 85.8

2,614 11.4 3,275 14.2

등도 신체활동 여부　
아니오

21,118
91.7 21,306 92.1

1,910 8.3 1,825 7.9

등도 이상 신체활동 여부
아니오

18,976
82.4 18,666 80.7

4,052 17.6 4,465 19.3

걷기 여부　
아니오

8,974
39.0 10,277 44.4

14,054 61.0 12,854 55.6

합계 23,028 23,131

2)연구 상자의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황

2012년과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한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황은 <표 5>와 같다.2012년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서울 시민은 11.4% 고, 등도 신체활동 8.3%, 등도 이

상 신체활동 17.6%,걷기 61.0%로 나타났다.2013년의 신체활동 유

형별 실천율은 격렬한 신체활동 14.2%, 등도 신체활동 7.9%, 등

도 이상 신체활동 19.3%,걷기 55.6%로 조사되었다.2013년도는

년도에 비해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이 증가한 양상을 보 으나, 등

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은 감소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

으나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신체활동의 다른 유형으로 유

연성 운동,근력 운동,좌식 생활시간이 조사되었는데,서울 시민의

43.3%와 73.2%에서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 고,하루 2시간 이상 앉아서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주

47.7%,주말 57.8%에 이르 다.

<표 5>연구 상자의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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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2013년도

　 　 No(%) Yes(%) χ2(p)　 No(%) Yes(%) χ2(p)　

성 별
남자 78.7 21.3 174.993 76.1 23.9 248.217

여자 85.3 14.7 (.000) 84.3 15.7 (.000)

연령 별

19-29세 83.4 16.6 127.777 78.8 21.2 131.721

30-39세 85.1 14.9 (.000) 84.0 16.0 (.000)

40-49세 81.8 18.2 79.5 20.5

50-59세 78.7 21.3 77.7 22.3

60-69세 79.5 20.5 79.5 20.5

70세- 87.4 12.6 86.6 13.4

생애주기별
19-44세 83.8 16.2 85.092 81.3 18.7 86.491

45-64세 79.4 20.6 (.000) 77.9 22.1 (.000)

65세- 85.0 15.0 　 84.8 15.2 　

2.개인 수 의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

1)성별,연령에 따른 분석

2012년도,2013년도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았다(21.3% vs.14.7%,23.9% vs.15.7%).연령

별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30 와 70

이상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았다.생애주기별(성인 기,성인기,

노년기)로 분석하 을 때,성인기(45-64세)가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높았고,노년기(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표 6).

<표 6>성별과 연령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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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의 사회경제 수 에 따른 분석

소득,직업,최종학력 등 개인의 사회경제 수 에 따라 신체활

동 실천이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았다.월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

곱근으로 나 월가구균등화소득을 구간별로 나 어 신체활동 실천

을 분석하 을 때,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

천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월가구균등화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15.2%,15.0%인 반면,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012년도 21.3%,2013

년도 22.8%로 차이를 보 다.

직업에 따른 분석에서는 군인과 농림어업종사자에서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이는 직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

되지만,2012년도의 농림어업종사자의 신체활동 수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본들이 모집단을 제 로 반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군인과 농림어업종사자를 제외하 을 때, 리자에서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도에는 최종학력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2013년도에는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교육수 이 높

아질수록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

2013년도 학교 이하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15.0%인 반면, 학원

이상은 21.2%로 차이를 보 다.요컨 소득,직업,최종학력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증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

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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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013년도

　 　 No(%) Yes(%) χ2(p)　 No(%) Yes(%) χ2(p)　

월가구

균등화

소득1)

100만원미만 84.8 15.2 29.481 85.0 15.0 78.52

100-200만원 미만 82.0 18.0 (.000) 81.5 18.5 (.000)

200-300만원 미만 81.8 18.2 79.1 20.9

300-400만원 미만 81.9 18.1 79.2 20.8

400-500만원 미만 81.0 19.0 78.3 21.7

500만원 이상 78.7 21.3
　

77.2 22.8 　

직업

리자
78.8 21.2 81.945 74.2 25.8 80.777

문가
83.6 16.4 (.000) 79.9 20.1 (.000)

사무종사자
85.2 14.8 82.3 17.7

서비스종사자
80.7 19.3 79.6 20.4

매종사자
81.0 19.0 79.2 20.8

농림어업종사자
87.8 12.2 67.6 32.4

기능원
82.1 17.9 80.9 19.1

장치,기계조작자
78.8 21.2 79.3 20.7

단순노무종사자
78.2 21.8 79.0 21.0

군인(직업군인)
58.8 41.2 44.8 55.2

학생/재수생
82.5 17.5 77.8 22.2

주부
83.1 16.9 83.0 17.0

무직
83.6 16.4

　
81.8 18.2 　

최종

학력

학교 이하 83.4 16.6 7.686 85.0 15.0 72.631
고등학교

81.9 18.1 (.104) 79.4 20.6 (.000)
2-4년제 학교

82.2 17.8 79.8 20.2
학원 이상

82.4 17.6 78.8 21.2

<표 7>개인의 사회경제 수 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1)월가구소득/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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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013년도

No(%) Yes(%) χ2(p)　 No(%) Yes(%) χ2(p)　

주

건강수

매우 나쁨
91.9 8.1 190.856 92.1 7.9 304.310

나쁨
85.4 14.6 (0.000) 86.1 13.9 (0.000)

보통
84.3 15.7 82.7 17.3

좋음
80.0 20.0 77.9 22.1

매우 좋음 73.6 26.4 68.6 31.4

재

흡연여부

매일 피움
81.5 18.5 94.220 79.1 20.9 102.037

가끔 피움
81.5 18.5 (0.000) 77.9 22.1 (0.000)

재 연
77.1 22.9 75.4 24.6

비흡연1)
83.9 16.1 82.5 17.5

3)주 건강수 과 흡연 여부에 따른 분석

2012년도,2013년도 모두 일 되게 주 건강수 이 좋을수록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졌다.주 건강수 이 매우

좋다고 답한 사람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2012년도 26.4%,2013년도

31.4%인 반면,매우 나쁘다고 답한 사람은 2012년도 8.1%,2013년

도 7.9%를 보여 3-4배의 차이를 보 다(표 8).

표 건강행태인 흡연 여부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을 분석한 결과,매일 흡연하는 경우와 가끔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재 연한 경우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특이하게 흡연 경험

이 없는(평생 흡연량이 5갑 미만)경우에서 두 개 년도 모두 가장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 다(표 8).

<표 8>주 건강수 과 흡연 여부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1)평생 흡연량이 5갑(100개비)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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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 수 의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

앞에서 제시한 개인 수 의 변수들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신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본 연구의 교차분석에서

도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선별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 다.연속된 2개년도(2012년,2013년)에 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

도별로 각 변수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이 비슷할 것으로

상되었으며,이를 통해 반복측정의 효과를 기 하 다.<표 9>에

제시한 로 2개년도의 결과는 반 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 다.

다만 최종학력에서 연도 간 차이를 보 는데,이 차이가 표본의 차

이로 인한 것인지 신체활동 실천수 이 달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남자를 기 으로 하 을 때 여자는 2012년도 OR0.644,2013년도

OR0.616으로 남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연령별로는 20 를

기 으로 하 을 때 50 와 60 의 실천율이 높았다.월가구균등화

소득 100만원 미만을 기 으로 하 을 때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012년도 OR1.342,2013년도 OR1.350으로 분석되었다.최종학력에

해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주 건강수 이었는데,주 건강수 이 ‘매우 좋

음’과 ‘좋음’은 ‘매우 나쁨’에 비해 2012년도 OR3.877,2.786,2013년

도 OR4.270,2.777을 보여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흡연 여부에 따

라서는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경우에 비해 가끔 피우거나 연한 경

우가 2012년도 OR1.080,1.263,2013년도 OR1.115,1.242로 신체활

동 실천율이 높아졌다.앞의 교차분석에서는 평생 비흡연자가 흡연

자(매일 피움,가끔 피움)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자의 분율이 낮았으

나,다른 개인 수 의 변수들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반 로 평생

비흡연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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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013년도

OR p-value OR p-value

성 별
(남자) (1.000) 　 (1.000)　 　

여자
0.644 0.000

0.616 0.000

연 령

(19-29세)
(1.000) (1.000) 　

30-39세 0.927 0.225 0.737
0.000

40-49세 1.202 0.003 1.040
0.492

50-59세 1.500 0.000 1.218
0.001

60-69세 1.495 0.000 1.232
0.003

70세- 0.904 0.256 0.835
0.028

월가구

균등화

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131 0.031 1.146
0.018

200-300만원 미만 1.139 0.030 1.276
0.000

300-400만원 미만 1.120 0.148 1.270
0.001

400-500만원 미만 1.197 0.052 1.311
0.001

500만원 이상 1.342 0.001 1.350
0.000

최종학력

( 학교 이하) (1.000) (1.000)　

고등학교
0.965 0.534 1.225

0.000

2-4년제 학교
0.963 0.534 1.143

0.029

학원 이상
0.835 0.042 1.071

0.420

주

건강수

(매우 나쁨) (1.000) (1.000)　 　

나쁨
1.932 0.000 1.766

0.001

보통
2.082 0.000 2.124

0.000

좋음
2.786 0.000 2.777

0.000

매우 좋음
3.877 0.000 4.270

0.000

재

흡연여부

(매일 피움) (1.000) (1.000)　 　

가끔 피움
1.080 0.546 1.115

0.374

재 연
1.263 0.000 1.242

0.000

비흡연
1.136 0.027 1.130

0.027

<표 9>개인 수 의 변수가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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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사회 특성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

1)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실천 황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을 악하기 하

여 우선 2012년과 2013년의 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등도 이상

신체활동,걷기) 황을 살펴보았다(그림 4).2013년도에는 년도에

비해 부분의 자치구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 고, 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강동구,강남구,동 문구 순으로,걷기는 동 문구,

용산구, 등포구 순으로 높았다.

한편,<그림 4>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가 있

음을 시각 으로 보여 다.본 연구의 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2012년 성북구 13.6%부터 서 구 21.9%까지,2013년

강북구 12.8%부터 동 문구 24.7%까지로 자치구에 따른 상당한 변

이가 존재하 다.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개인 특성에 의한 구

성효과(compositionaleffect)때문일 수 있으나,지역사회 자체가 가

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상기 물음에 한 실마리를 얻

기 하여 운동장소 근성,지방자치단체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

사회물리 환경에 한 만족도 등이 개인의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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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실천율

(※출처: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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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소 근성
명(%)

등도 이상 신체활동 로지스틱 회귀분석

No(%) Yes(%) χ2(p)　 OR p-value
매우 어려웠다

687(3.0) 87.2 12.8
120.136

(1.000)

어려운 편이었다 3062(13.3)
85.3 14.7 (.000) 1.173 0.203

쉬운 편이었다 11933(51.8)
83.6 16.4 1.331 0.014

매우 쉬웠다 7094(30.8)
78.4 21.6 1.878 0.000

무응답 252(1.1)
88.9 11.1

합계 23028

2)운동장소 근성과 신체활동 실천

지난 1년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에 해 ‘매우 쉬웠다’30.8%,‘쉬운

편이었다’51.8%,‘어려운 편이었다’13.3%,‘매우 어려웠다’3.0%로

조사되었다.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매우 쉬

웠다’와 ‘쉬운 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 OR1.878,1.331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매우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즉,운동장소

근성이 높을수록 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았

다(표 10).

<표 10>운동장소 근성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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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

명(%)
등도 이상 신체활동 로지스틱 회귀분석

No(%) Yes(%) χ2(p)　 OR p-value
아니오

21368(92.8)
83.3 16.7 159.527

(1.000)
1656(7.2) 71.0 29.0 (.000)

2.034
0.000

무응답 4(0.0)
100.0 0.0

합계 23028

3)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과 신체활동 실천

지난 1년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보건소,구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운동 로그램에 참여해 본

이 있었는지에 해 ‘’라고 응답한 서울 시민은 7.2%에 불과하

다.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지방자치단체의 운동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OR2.034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확

률이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표 11).

<표 11>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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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 수 의 변수를 통제한 후의 분석

성별,연령,소득,최종학력,주 건강수 , 재 흡연 여부 등

의 개인 수 의 변수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통제한

후에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등도 이상 신

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표 12>에서 Model1은

개인 수 의 변수들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

고,Model2는 상기 두 가지 지역사회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운동장소 근성의 향은 ‘매우 어려웠다’를 기 으로 하 을 때,

‘쉬운 편이었다’는 OR1.331에서 1.202로 감소하면서 통계 유의성

이 사라졌다.반면,‘매우 쉬웠다’는 OR1.878에서 1.632로 크기가

어들었지만 통계 으로 여 히 유의하 다.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

이 있는 경우는 개인 수 의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 OR2.034에서

2.149로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통계 으로 매우 유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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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OR p-value OR p-value

성 별
(남자) (1.000)　 　 (1.000) 　

여자
0.644 0.000 0.604 0.000

연 령

(19-29세)
(1.000) (1.000)

30-39세 0.927 0.225 0.927 0.225

40-49세 1.202 0.003 1.164 0.014

50-59세 1.500 0.000 1.427 0.000

60-69세 1.495 0.000 1.361 0.000

70세- 0.904 0.256 0.842 0.055

월가구

균등화

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131 0.031 1.128 0.037

200-300만원 미만 1.139 0.030 1.116 0.071

300-400만원 미만 1.120 0.148 1.09 0.273

400-500만원 미만 1.197 0.052 1.161 0.109

500만원 이상 1.342 0.001 1.316 0.003

최종학력

( 학교 이하) (1.000) (1.000)

고등학교
0.965 0.534 0.936 0.245

2-4년제 학교
0.963 0.534 0.915 0.148

학원 이상
0.835 0.042 0.785 0.007

주

건강수

(매우 나쁨) (1.000) (1.000)

나쁨
1.932 0.000 1.878 0.000

보통
2.082 0.000 2.014 0.000

좋음
2.786 0.000 2.663 0.000

매우 좋음
3.877 0.000 3.584 0.000

재 흡연

여부

(매일 피움) (1.000) (1.000)

가끔 피움
1.080 0.546 1.073 0.586

재 연
1.263 0.000 1.228 0.001

흡연 안 함
1.136 0.027 1.101 0.098

운동장소

근성

(매우 어려웠다) (1.000)

어려운 편이었다 1.155 0.257

쉬운 편이었다 1.202 0.122

매우 쉬웠다 1.632 0.000
운동 로

그램 참여
(아니오)

(1.000)

2.149 0.000

<표 12>지역사회 특성이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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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물리 환경 만족도와 신체활동 실천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질문한 지역사회 내의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7가지 항목에 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①)’와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이 있다(②)’는 ‘인간

계 요인’으로 분류하 고,나머지 5가지 항목(③-⑦)은 ‘환경 요인’

으로 분류하 다.

7가지 항목에 한 ‘/아니오’의 빈도를 조사하 고 각각이 신체

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개별 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표 13).인간 계 요인 2가지 항목,환경 요인

4가지 항목이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경조사 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②)’이 OR

1.20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으며,환경 요인 에서 ‘동네의 안

수 (③)’은 유일하게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시행한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의 분석

과 동일하게 개인 수 의 요인(성별,연령,소득,최종학력,주

건강수 ,흡연 여부)의 향을 통제하기 하여 개인 수 의 변

수와 7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14).개별 분석에서 유의하 던 6가지 항목 가운데,인간

계 요인의 ‘경조사 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②)’항목만이

OR1.239(p<0.001)로 신체활동에 여 히 유의한 향을 주었고,다

른 항목들은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반면,개별 분석에서 유의

하지 않았던 환경 요인의 ‘동네의 안 수 (③)’은 OR 0.860

(p<0.001)로 오히려 신체활동 실천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7가지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항목은 VIF1.095-1.378값을 보여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

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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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도 이상 신체활동 로지스틱 회귀분석

No(%) Yes(%) χ2(p)　 OR p-value

인

간

계

요

인

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아니오 9574(41.4) 81.3 18.7
9.694

11999(51.9) 80.0 20.0
(.008)

1.087 0.016

무응답
1558(6.7) 82.6 17.4

②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이 있다

아니오 15709(67.9) 81.5 18.5
28.225

6603(28.5) 78.6 21.4
(.000) 1.201 0.000

무응답
819(3.5) 82.9 17.1

환

경

요

인

③ 우리 동네의 반 안 수 (자연재해,교통사고,농작업 사고,범죄)에

해 만족한다

아니오 6823(29.5) 80.6 19.4 10.224

15848(68.5) 80.6 19.4 (.006)
1.001 0.967

무응답
460(2.0) 86.5 13.5

④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공기질,수질 등)에 해 만족한다

아니오 6849(29.6) 81.6 18.4 5.316

16123(69.7) 80.3 19.7 (.070)
1.088 0.022

무응답
159(0.7) 79.9 20.1

⑤ 우리 동네의 생활환경( 기,상하수도,쓰 기 수거,스포츠시설 등)에

해 만족한다
아니오 5274(22.8) 81.7 18.3 6.289

17735(76.7) 80.4 19.6 (.043)
1.091 0.031

무응답
122(0.5) 85.2 14.8

⑥ 우리 동네의 교통 여건(버스,택시,지하철,기차 등)에 해 만족한다

아니오 3299(14.3) 82.1 17.9 4.881

19739(85.3) 80.5 19.5 (0.087)
1.110 0.032

무응답
93(0.4) 82.8 17.2

⑦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스 여건(보건소,병의원,한방병의원,약국 등)에

해 만족한다
아니오 4947(21.4) 82.2 17.8 10.199

17810(77.0) 80.3 19.7 (0.006)
1.134 0.003

무응답
374(1.6) 78.6 21.4

<표 13>사회물리 환경 만족도에 따른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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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3 Model4

OR p-value OR p-value

성 별
(남자) (1.000)　 　 (1.000)

여자 0.616 0.000 0.615 0.000

연 령

(19-29세)
(1.000)　 　 (1.000)　 　

30-39세 0.737
0.000

0.738
0.000

40-49세 1.040
0.492

1.020
0.728

50-59세 1.218
0.001

1.178
0.007

60-69세 1.232
0.003

1.176
0.022

70세- 0.835
0.028

0.792
0.006

월가구

균등화

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146
0.018

1.147
0.017

200-300만원 미만 1.276
0.000

1.282
0.000

300-400만원 미만 1.270
0.001

1.290
0.001

400-500만원 미만 1.311
0.001

1.338
0.001

500만원 이상 1.350
0.000

1.388
0.000

최종학력

( 학교 이하) (1.000)　 (1.000) 　

고등학교
1.225

0.000
1.234

0.000

2-4년제 학교
1.143

0.029
1.179

0.007

학원 이상
1.071

0.420
1.114

0.206

주

건강수

(매우 나쁨) (1.000)　 　 (1.000) 　

나쁨
1.766

0.001
1.753

0.001

보통
2.124

0.000
2.094

0.000

좋음
2.777

0.000
2.721

0.000

매우 좋음
4.270

0.000
4.152

0.000

재 흡연

여부

(매일 피움) (1.000)　 　 (1.000) 　

가끔 피움
1.115

0.374
1.116

0.368

재 연
1.242

0.000
1.253

0.000

흡연 안 함
1.130

0.027
1.137

0.021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인간 계

요인

① ‘’
0.990

0.796

② ‘’ 1.239
0.000

환경

요인

③ ‘’ 0.860
0.001

④ ‘’ 1.066
0.137

⑤ ‘’ 1.020
0.672

⑥ ‘’ 1.018
0.734

⑦ ‘’ 1.082
0.085

<표 14>지역사회 특성이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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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별/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성별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 개입지 을 고려하고

자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

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과 생애주기별로 나 어 하 분

석을 실시하 다.먼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여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실천이 남자에 비해 두드

러지게 높아졌고,소득의 향도 많이 받았다.남녀 모두에서 주

건강수 이 좋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뚜렷하게 증가하 으며,

여자에서 과거 흡연을 하다가 재 연한 경우 신체활동 실천이

높아지기는 하 으나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

운동장소 근의 용이함이 신체활동 실천으로 이어질 확률은 여

자에서 훨씬 높았으며,통계 유의성 한 확인할 수 있었다.마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신체

활동에 미치는 향도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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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여 자

OR
p-value

OR
p-value

연 령

(19-29세)
(1.000) (1.000) 　

30-39세
0.862 0.081 1.019 0.842

40-49세
0.975 0.771 1.434 0.000

50-59세
1.238 0.018 1.707 0.000

60-69세
1.110 0.294 1.756 0.000

70세-
0.787 0.043 0.926 0.583

월가구

균등화

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102 0.228 1.175 0.050

200-300만원 미만
1.015 0.857 1.248 0.011

300-400만원 미만
1.020 0.857 1.178 0.149

400-500만원 미만
1.048 0.719 1.303 0.047

500만원 이상
1.260 0.073 1.389 0.015

최종학력

( 학교 이하) (1.000)　 　 (1.000)　 　

고등학교 0.932 0.398 0.936 0.405

2-4년제 학교 0.900 0.227 0.952 0.585

학원 이상 0.821 0.087 0.766 0.073

주

건강수

(매우 나쁨) (1.000)　 　 (1.000)　 　

나쁨 1.906 0.003 1.874 0.006

보통 1.878 0.003 2.161 0.000

좋음 2.458 0.000 2.890 0.000

매우 좋음 3.693 0.000 3.195 0.000

재 흡연

여부

(매일 피움) (1.000)　 　 (1.000)　 　

가끔 피움 1.115 0.444 0.845 0.610

재 연 1.243 0.001 1.219 0.367

비흡연 1.092 0.172 0.984 0.922

운동장소

근성

(매우 어려웠다) (1.000) 　 (1.000)　 　

어려운 편이었다
0.939 0.705 1.506 0.044

쉬운 편이었다
0.987 0.930 1.556 0.022

매우 쉬웠다
1.387 0.035 2.033 0.000

운동 로

그램 참여
(아니오)

(1.000)　 　 (1.000)

1.987 0.000 2.185 0.000

<표 15>성별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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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인 기(19-44세),성인기(45-64세),노년기(65세 이상)로 나 어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정

도를 분석하 다(표 16).여자는 노년기에 상 으로 신체활동 실

천율이 낮았다.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신체활동 실천이 증가하는

양상은 성인기와 노년기에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는 성인기에서

만 유의하 다.성인 기에는 최종학력이 학교 이하인 경우에 비

해 고등학교 이상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유의하게 낮아졌다.주

건강수 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여부는 성인 기에 OR3.988에

서 8.701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 으나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반면,성인기와 노년기의 경우 OR값의 차이는 상 으로

작았지만(그 다고 해도 다른 개인 수 의 변수들에 비해서는 월

등히 큰 값임),통계 으로는 훨씬 유의하 다.매일 흡연하는 사람

에 비해 재 연한 경우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지는 양상은 성

인 기에 비해 성인기와 노년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운동장소 근성은 모든 생애주기에서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나 성인 기와 성인기에 ‘매우 쉬웠다’고 응답한 경우는

높은 OR값과 통계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 기에 비

해 성인기와 노년기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

며,세 시기 모두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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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세 45-64세 65세 이상

OR
p

OR
p

OR
p

성 별 (남자)
(1.000) (1.000)　 　 (1.000)

여자
0.642 0.000 0.602 0.000 0.466 0.000

월가구

균등화

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088 0.407 1.308 0.004 0.947 0.640

200-300만원 미만
1.119 0.269 1.282 0.011 0.794 0.134

300-400만원 미만
1.064 0.614 1.259 0.068 0.959 0.871

400-500만원 미만
1.071 0.622 1.457 0.011 1.193 0.594

500만원 이상
1.089 0.561 1.760 0.000 1.457 0.304

최종학력

( 학교 이하) (1.000)　 　 (1.000)　 　 (1.000)　 　

고등학교 0.486 0.000 0.881 0.073 1.140 0.269

2-4년제 학교 0.497 0.001 0.813 0.010 1.039 0.787

학원 이상 0.393 0.000 0.780 0.059 1.147 0.594

주

건강수

(매우 나쁨) (1.000) 　 (1.000) 　 (1.000) 　

나쁨 3.988 0.180 1.902 0.006 1.734 0.015

보통 4.364 0.150 1.742 0.013 2.549 0.000

좋음 6.122 0.077 2.266 0.000 2.799 0.000

매우 좋음 8.701 0.035 2.779 0.000 4.019 0.000

재 흡연

여부

(매일 피움) (1.000) 　 (1.000)　 　 (1.000)　 　

가끔 피움 1.034 0.840 1.062 0.791 1.695 0.249

재 연 1.147 0.142 1.437 0.000 1.440 0.042

비흡연 0.865 0.062 1.394 0.001 1.684 0.006

운동장소

근성

(매우 어려웠다) (1.000) 　 (1.000) 　 (1.000)　 　

어려운 편이었다
1.210 0.282 1.149 0.527 0.912 0.778

쉬운 편이었다
1.274 0.148 1.240 0.290 0.887 0.695

매우 쉬웠다
1.642 0.003 1.713 0.008 1.405 0.267

운동 로

그램 참여
(아니오)

(1.000) 　 (1.000) (1.000)　

1.880 0.000 2.322 0.000 2.441 0.000

<표 16>생애주기별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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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1.연구 결과에 한 고찰

최근 신체활동 부족이 다양한 질병과 조기 사망의 주요 험요인

으로 두되면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연구되

고 있다.사회생태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특성이 개인

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며,지역의

물리 측면(도로,시설,자연환경),정책 측면(지역사회 건강 로

그램),사회 측면(신체활동에 한 지역주민의 담론,분 기,정보

공유)등이 포함된다.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기 해서는 신체활동

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향력이 큰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

를 우선 으로 통제 혹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서울 시민

의 신체활동에 향을 주는 개인 수 의 요인과 지역사회의 사회

물리 환경 요인을 악하고,이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

는 정도를 확인하 다.

2012년과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남자가 여자에 비해 7-8% 가량 신체활동 실천을 많이 하 으

며,연령 별로는 50 가 가장 높았고 30 와 70 이상에서 낮았

다.2013년도에는 20 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년도에 비해 격하

게 증가하 는데,추세의 지속 여부는 2014년도 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개인의 사회경제 수 (소득,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직업에 해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하 다.주 건강수 이 좋을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하 으며,매일 흡연하는 경우와 가끔 흡연하는 경

우에 비해 재 연한 경우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지역사회

의 운동장소 근성이 용이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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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확연

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즉,본 연구의 가설이었던 개인

수 의 요인(인구사회학 요인)에 따라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

이 달라지며,운동장소 근성이 높고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

는 경우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개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운동장소 근성과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은 여 히 유의하게 신체활동 실천에 정 인

향을 미쳤다.한편,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에서는 ‘경조사 시

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이 개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물리 환경 지표인 운동장소 근성을 평가하는 방

법에는 ‘객 인 자료 분석’,‘인식도 설문조사’,혹은 ‘두 가지 방법

의 혼용’등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행정단 별 운동시설 보유 황

이나 공원면 등의 객 인 자료 분석이 아닌 주 인 인식도

설문조사를 사용하 는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실 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운동시설이나 공원은 인 한 타 자치구민들도 쉽

게 이용 가능하다.따라서 해당 자치구의 운동시설 보유 황만으로

운동장소 근성을 단한다면 편향된 결론을 내릴 험이 따른다.

둘째,서울은 자연공원의 비 이 높아 북한산,불암산, 모산 등이

체 공원면 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러한 자연공원은 도심

에서 떨어져 있어 시민들의 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용

수 등,2012). 컨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공원면 이 가장

넓지만 부분이 도심에서 떨어진 자연공원이며,본 연구에서 조사

된 바와 같이 신체활동 실천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하 을 때,운동장소 근성에 한 인식도

설문조사가 지역사회 물리 환경과 신체활동 실천 사이의 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반 할 것으로 단하 다.추후 운동장소 근성의

객 성을 보완하기 해 ‘거주지로부터 몇 분 이내 혹은 몇 백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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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거리에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평가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사회 특성 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운

동 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하 는데,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체활

동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과 해당 거주민들이 그 기회를 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함께 반 된 지표이다.본 연구에서 서울 시민들의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은 7.2%에 불

과하 으나,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서는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OR2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특히 성별로 보면 여자에

서,생애주기별로는 성인기(45-64세) 노년기(65세 이상)에서 운동

로그램 참여의 효과가 뚜렷하여 추후 운동 로그램 개발 시에 참

고할 만한 시사 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건강증진 로그램은 비용이 상 으로 렴

하고 로그램 내용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을 받고 있다.낮은 참여율은 운동 로그램 참여

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고 있다.개인의 건강행태가 건강증진행 실천의 습 화를 통해 형

성된다는 을 고려할 때,운동 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꾸 한 참

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동 로그램의 참여 여부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개인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윤희상 등(2008)이

건강신념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보건소의 건강증진 로그램 이용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보건소 이용에 따른

비용 인지 정도,건강증진 로그램에 한 홍보 경험,친구나 이웃

의 이용과 권유,연령(나이가 많을수록),성별(남성보다는 여성)등

이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그러므로 개인 인 심과 심각

성,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증진의 지지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며,친구,이웃의 권유나 홍보를 이용한 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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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연주 등(2010)은 「보건소 건강증진 로그램 신청자의 참

여 상태와 련 요인」연구에서 지역 주민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데는 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로의 근 방법(도보 OR4.72)이,지속 참여에는 상자의 건강상

태(고 압 이환 여부 OR 2.37,체질량지수 OR 1.18)와 건강생활에

한 인식(건강생활에 한 호감도 OR1.26)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보건소에서 새로운 건강증진 로그

램을 개발하고 기존 로그램 참여자를 지속 으로 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지역사회 특성 변수로 언 된 지역사회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항목을 개별 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동네의 안 수 ’을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신체활동 실천에 유의한 향을 주었지만,개인

수 변수와 7가지 만족도 항목을 모두 포함한 분석에서는 ‘경조

사 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통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신

체활동에 정 인 향을 미쳤다.인간 계 요인 일반 인 신뢰

를 평가하는 첫 번째 항목보다 구체 인 수 에서의 신뢰를 평가하

는 두 번째 항목이 신체활동 실천에 좀 더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선행연구와 달리 ‘동네의 안 수 ’에 해 만족하는 경우 오

히려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 다.‘동네의 안 수 ’

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추가 으로 분

석해보면 성별은 여자,연령은 20 혹은 30 ,월가구균등화소득은

5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이들은 동네의 안 성 여부

를 신체활동 실천과 연결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안

수 에 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신체활동 실천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이는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가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매우 복합 임을 보여 다.

참고로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7가지 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항목에 해 ‘’라고 답한 경우를 각각 1 씩 수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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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서 7 까지 수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0-4 까지는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고,5 인 경우는 OR

1.027,6 인 경우는 OR1.137,7 인 경우는 1.205로 신체활동을 실

천할 확률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지역사회의

사회물리 환경을 정량화하기 해서는 7가지 만족도 항목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조사항목을 가감하거나 항목별

가 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황을 제시하긴 하 지

만,운동장소 근성,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사회물리 환경 만

족도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각 자치구를 분석의 기본단 로 설정하지

않았다.개인을 둘러싼 지역의 향을 평가할 때 ‘지역’은 개인의 삶

의 터 으로서 그가 이웃과 상호작용하며 지역의 사회문화 혹은

물리 특성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 질 인 차원의 공간으로 이

해된다(정성원 & 조 태,2005).서울시 내에서 지역 효과를 분석할

때 ‘구’라는 행정단 를 지역개념의 기본단 로 용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장 이 있다.첫째,서울의 ‘구’경계는 지역별 사회경제

수 을 어느 정도 반 한다.둘째,‘구’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의

최소단 로,구민의 보건학 요구에 맞게 독자 인 사업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셋째,‘구’단 로 매년 인구,환경,경제 활동,교육,보

건 등에 한 통계연보가 발행되어 지역 특성을 설명하는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김윤희 & 조 태,2008).

하지만 운동장소 근성에 한 고찰에서 언 된 바와 같이 ‘구’

단 로 서울시의 지역 특성을 분석할 경우에 문제 도 발생한다.

서울시의 ‘구’는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사회경제

수 이 다양한 개인들이 동일한 자치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

‘구’단 를 넘어서는 활동들(직장생활,여가활동,인간 계)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수 있다.즉,서울 시민들의 역동

인 삶의 모습은 거주지를 기반하는 지역 연구의 한계 을 보여 다

(김윤희 & 조 태,2008).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감안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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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에 따른 세부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으며,주로 응답자들의 인식

도 조사를 통해 개인 수 의 요인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특성들이

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을

맞추었다.



- 58 -

2.정책 제언

최근의 건강증진 패러다임은 개인의 건강행태,사회물리 환경

등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리하여 개인과 집단의 건강

을 유지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신체활동은 개인 ,

사회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사회 요인

에는 사회 지지와 네트워크,이웃환경,사회 응집력 등이 포함

되고,환경 요인에는 물리 환경,사회문화 환경,정책 환경,

경제 환경,직장과 교육 공공기 의 환경 등이 포함된다.신체

활동과 같은 개인의 건강행태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개인 차원의

지식과 정보,동기 유발,시간 리 외에도 사회 ·환경 측면에서

신체활동에 친화 인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신체활동이 만성질환 리에 요한 건강행태 요인이라는 에

서,최근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정체 혹은 악화되는 원인을 심층 진

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감소 원인을 악하기 해서는 분석 상을 동질 인 집

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개인이 처

한 생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하다.

본 연구를 토 로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감소의 원인을

압축한다면 ‘공간이 없어서’와 ‘기회가 없어서’로 표 할 수 있다.직

장생활 등으로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장년층에게는 사

업장 기반의 신체활동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이는 신체활동 실천

시 요구되는 시간 ,경제 부족을 보완하고 근성을 극 화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된다.직장 내 헬스장 운 ,승강기

신 계단 이용하기, 심시간에 직장 주변 산책하기 등이 련 정

책의 사례가 되겠다.

생애주기별 분석에서 성인 기(19-44세)와 성인기(45-64세)는 운

동장소 근성의 향을 많이 받는 반면,노년기(65세 이상)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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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참여 경험이 신체활동 실천에 더 큰 향을 미쳤다.우리

나라가 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노년기의 건강문제가 부각

되면서 국가 지역사회에서 노년층을 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개해 왔다.하지만 홍보 부족과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인한 참여율 조,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의 조기종료 등의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조 태 등,2012).노인의

신체활동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근,사업 운 주체에 한 논의,표 화된

로그램의 개발 보 ,질 리 등이 반 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집단(노인,임산부,거동 불편

자,장애인 등)을 상으로 운동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도

신체활동 실천을 효율 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여기에는 각

상자에 합한 운동 유형과 강도를 고려한 운동 로그램의 개발

과 수행이 필요하다.직 인 참여에 의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에는 틈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 칭이나 체조법을 보

하는 방안도 시도할 수 있다.다양한 운동 로그램의 제공은 상자

에게 신체활동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상자가 느끼는 신체활동

장소의 근성을 높이게 된다.

유지곤 등(2007)은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진하는 방안을 개발하

기 해 도시공간을 효율 으로 개선 활용하고 있는 유럽과 북

미 도시의 성공사례를 조사하 다.각 사례들은 도시공간의 물리

환경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습 변화에 큰 향을 미쳤음을 보

여주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용 가능한 신체활동 진을

한 공간정비 물리·제도 개선 방안으로,자 거 이용 활성화,보

행환경 활성화,공원 녹지 조성 등을 제시하 다.

지역사회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은 개인에게 을 맞춘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자원을 통한 자발 인 신체활동 증

진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조 태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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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이 부분 공 자 심의 서비스

제공에 이 맞추어져 있음을 인식하고,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어

떻게 구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덧붙여 사회물리 환경 요인

들이 건강행태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기 해 각 지표들에

한 표 화된 측정방법을 개발하고,다층 자료분석에 한 이해

와 용이 필요하다.

요컨 신체활동 실천을 높이기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의 생애주기

에 따른 건강문제를 악하고 생애주기별 특성화된 교육 운동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학교나 사업장 등의 생활터에 합한 신체

활동 교육을 실시하여 별도의 운동장소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면서

일상생활과 결부된 신체활동 실천을 습 화하도록 한다.걷고 싶은

계단,보행자 도로 개선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활동 친화

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며,지역사회 운동시설(공원 체육시설,걷기

코스)을 확충하고 시설에 한 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신체활동이 가능한 시설 기 에 한 정보를 주

민들에게 극 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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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

째,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 는데,이는 우리나라 국

민의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에 한 정보를 기 자치단체(시군구)

단 로 얻기 한 ‘단면 조사’이다.비록 시군구당 900명 안 이라는

지 않은 수를 설문조사하 으나 매년 선정된 표본이 다르다는

에서 시군구 간의 비교 시계열 분석의 신뢰성이 문제시된다.

신체활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 지역사회 특성의 변수들이

2개 년도에 걸쳐 조사(순환조사체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도 불가

피하게 2개 년도의 자료를 분석하 지만,상기와 같은 한계를 감안

하여 연도별 추이에는 을 맞추지 않았다.물론,지역사회건강조

사는 표본의 표성을 보완하기 하여 가구추출율,조사 격 가구

율,주택유형별 가구비율,개인응답률,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 등을 반 한 가 치를 용하 고,표 인구(2005년 추

계인구)를 용하여 지역별 결과를 국의 인구구조로 보정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지역사회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구분을 ‘객 ’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다.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를 제시하 지만,이

는 지역사회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을 시사하는

수 에서 그쳤다. 한 운동장소 근성,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등의 지역사회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응답자의 주 인 단

을 기반으로 평가되었다.이는 본 연구의 목표가 물리 인 행정구역

단 의 지역 간 신체활동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개인 수

을 월한 지역사회 특성의 차이로 인해 신체활동 실천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술 (descriptive)으로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러

한 목 을 달성하는 데는 오히려 객 인 지표들보다 응답자의 주

인 인식도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 더욱 합할 것으로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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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 행정구역 단 에 따른 신체활동 차이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기 자치단체의 정책 개입의 근거로 곧바로 연결시

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본 연구는 2차 자료원을 분석하 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이 락된 경우가 있었다.이론 배경에서 언 한 로 사회

생태 을 엄 하게 용하기 해서는 범 한 역의 변수

들을 수집해야 한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수집할 수 있는 변수들, 컨 인구사회학 변수,운동장소 근

성,운동 로그램 참여 경험,사회물리 환경 만족도 등 사회생태

모형 가운데 일부만을 가지고 분석한 계로 설명력이 높지 않

았다(5% 미만의 설명력).특히 선행연구에서 요한 요인으로 밝

진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 변인에 해서는 조사 문항 자체가 없

었다.도시의 규모와 기능이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는 거 도시의

경우,인간의 행동 변화 유지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체활동 실천 여부

를 ‘개인 특성’과 ‘지역사회의 사회물리 환경’을 심으로 해석하

고자 하 으나 소수 변인에 의하여 신체활동 행태가 결정된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다.본 연구 결과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신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다양성을 시사하 으며,신체

활동 실천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발견하기 한 노력은

향후 지속 으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지역별 특성의 차이가 결과변수의 차이와 련될 때 이것이

구성원들의 차별 구성에서 기인하는 '구성효과'인지,이것과는 별

개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향인 '맥락효

과'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최근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거주지역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로 ‘다수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다수 분석 모형은

각 개인들은 그가 속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성으로부터 향을 받고

있으며,어느 한 지역이나 집단에 속하는 개별 행 자들은 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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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이나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본 연구에서도 구성효과를 통제하고 지역사회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수 분석 모형이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표 인 지역단 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탐색하 다는 에서,개인 수 외

에 지역사회 특성이 신체활동 실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신체활동 실

천에 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생태 변인들이 밝 져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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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InfluencingPhysical

ActivityinSeoulCitizens

-BasedonCommunityHealthSurvey-

KangMin-Koo

DepartmentofPublicHealthDemography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Background& Objectives

In recent years,There are much efforts to achieve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ofnoncommunicablediseasethrough

individuallife style modification in the health field.Physical

activityisdefinedasanybodilymovementproducedbyskeletal

muscles that requires energy expenditure.Regular moderate

intensity physicalactivity has significantbenefits for health,

including reductions in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diabetes,colonandbreastcancer,anddepression.But,toomany

Koreanadults,especiallySeoulcitizens,arenotgettingenough

physicalactivity.The severity of physicalinactivity is not

identicalin allgroups,rather,itseemstovary by sex,age,

socioeconomicstatus,socialenvironments,etc.Social-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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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uggestthatinter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social/physicalenvironmentareimportantfordeterminingphysical

activityparticipation.Thepresentstudywasattemptedtoprovide

usefulinformationtopreparepolicyreactionstotheinsufficient

physicalactivity ofSeoulcitizens,by analyzing individualand

community level factors that influence individuals' physical

activityparticipation.

Methods

Secondarydatawhichhadbeenalreadycollectedby2012and

2013Community Health Survey wereused,focusing on Seoul

residents (n=23,028 in 2012,n=23,131 in 2013).The outcome

variable was at least 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defining20minutesormoreofvigorous-intensity

physicalactivityatleast3dayseveryweek,or30minutesor

more ofmoderate-intensity physicalactivity atleast5 days

every week.Independentvariables ofindividuallevelincluded

sex,age,socioeconomicstatus,self-ratedhealth,smoking.And

independentvariablesofcommunitylevelincludedaccessibilityto

physicalactivityresources,participationinexerciseprogramsrun

by localgovernments,and socialenvironment.Chi-square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est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individualand community levelvariables on atleast

moderateintensityphysicalactivityanddeterminetheimportant

predictorsforphysicalactivityparticipation.Andthensubgroup

analysiswasperformed acrosssex and lifecoursetoexplore

policyinterventionsforpromotingphysical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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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physicalinactivity is more common

amongwomenthanmen.50-59yearsagedadultswerehighest

physicalactivity participation rate,30-39and 70overshowed

lowerlevels.Socioeconomicstatussuchashouseholdincomeand

educationalattainmentwasassociatedwithlowerparticipationin

physicalactivity,buttheeffectofoccupationwasnotsignificant.

Adultswithgoodself-ratedhealthweremorelikelytoparticipate

in physicalactivity.Also,people who stopped smoking were

more likely to meetphysicalactivity guideline than current

smokers and lifelong non-smokers.In the community level,

accessibilityoffacilitiesforphysicalactivityandparticipationin

exercise programs run by local governments had a ver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physical activity. Even after

adjustmentforpotentialconfoundingbyindividuallevelvariables,

bothcommunitylevelvariablesstillturnedouttobeimportant

factors of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In

subgroupanalysisacrosssex,thelevelsofphysicalactivityin

womenwasmoreaffectedbyageandhouseholdincomethan

men.Accessibilitytophysicalactivityresourcesandparticipation

in exercise program also had a greaterimpacton women’s

physicalactivity participation.In subgroup analysisacrosslife

course,accessibilityoffacilitiesforphysicalactivitywasmore

closelyrelatedtophysicalactivitylevelinadultsaged19-44and

45-64.Ontheotherhand,exerciseprogram participationismore

powerfulfactortoenhancephysicalactivityin45-64and65over

aged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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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findingsfrom thisstudysuggestthatindividuallevelfactors

(age,sex,socioeconomicstatus,self-ratedhealth,smoking)and

community levelfactors(accessibility offacilitiesfor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programs participation) have consistent

associations with physical activity in Seoulcitizens.Korea

government(andlocalgovernments)needtodeveloppolicyand

environmentalstrategies to make active living accessible and

affordableforeveryone.Policiesforpromotingphysicalactivity

shouldconsiderdifferentattributesacrosssex andlifecourse.

Public effort should be paid to upgrade and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physicalactivity resources.Further,customized

exercise programs to encourage physicalactivity should be

preparedandimplemented.

Keywords:Physicalactivity,communityeffect,social

environment,accessibility,exerciseprogram,lif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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